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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종사자의 ICT직무교육과정 개발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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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 트 경비원들을 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ICT직무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제로 용한 결과를 분석하 다. 아

트 민간경비종사자의 다수가 노인인 을 고려하여 노인의 컴퓨터에 한 태도, 노인의 신체  인지  특성을 분석하여 노

인교육을 한 ICT직무 코스웨어를 설계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하 다. 교육 로그램을 실험집단에 용하여 사 ·사후 검사

결과를 통해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교육 로그램의 만족도는 체 으로 평균 4.0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 으며, 노인정보화 교육 로그램 정성  평가 검사 도구를 활용해 교육 로그램 투입 ·후로 실험집단의 인터넷 

자기 효능감, 인터넷 활용능력 향상,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개인정보화 의지, 생활교정, 세  간 갈등해소, 자신감, 인터넷 스트

스 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민간경비 ICT직무

교육” 교육 로그램이 노인정보화에 효과 이며 다른 노인교육 로그램에 용  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the ICT curriculum focusing on apartment security guards and analyzed the actual application 

results. We developed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it designed ICT job courseware for elder education by considering  and 

that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puter attitudes and physic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 

educational program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satisfaction and the educational effect were analyzed 

through the pre and post test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education program was higher 

than the average of 4.00 points. The elderly informal education program was examined by using the qualitative assessment 

test tool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education program. Internet self-efficacy of experiment group, improvement of 

internet utilization ability, usage of internet use, personal information willingness, life correction, elimination of conflict among 

generations, self-confidence, and internet stress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ivate 

Expense ICT Job Training"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effective for elderly informatization and can be applied to 

other elderly education programs and contribute to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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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 은  사회를 산업사회

에서 지식사회로 변화시켰으며, 인터넷의 보 은 이러

한 변화를 가속화하 고 생활의 많은 부분들에 컴퓨

터는 필요불가결한 도구로서 사회와 인간 생활의 모

든 부문에 상당한 향을 끼쳤다[1].  

 사회에서 컴퓨터의 한 사용 능력은 인간

의 기본 소양 수 을 넘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능력으로, 직장에서는 학업과 업무 능력에 

한 요한 평가 기 이 되고 있다. 컴퓨터 사용능력에 

한 사회  요구로 인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한 컴퓨터 교육은 매우 요한 교육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 사용능력은 은 세 에 국한

되지 않고 노인세 에서도 요한 내용으로 다 지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노인세  문제는  출산 고령

화가 가져오는 인구 구조  변화(demographic 

change)가 다른 나라에 비해 속하게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시장에 지 한 

향을 미치며 고령화시 를 비한 가장 요한 과제 

의 하나는 고령층의 고용기회확 를 한 노동수요

의 지속 인 확보일 것이다[2].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로 

민간경비업 노동시장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난 고령자들과 잠재  고령자로서 

취업과 고용에 향을 미치게 되어 베이비붐세 의 

은퇴 러시는 민간경비 노동시장에 향을 주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직업별 인력수요 망 

2008~2018」[2]에서 취업자 수 증가 상  10  직업을 

살펴보면 경비원이 청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매년 평

균 10.3천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민간경비업의 고령화는 직업의 질  수 을 낮추는 

계기가 되어 사회  인식이 나빠지는 계기가 되었다. 

박수  외(2015)는 민간경비업무의 효율 인 운 과 

민간경비원의 질  수 향상을 해서는 교육훈련제

도를 체계화하고 업무에 맞게 문화와 세분화 시켜

야 하고 그 세분화 된 업무 별로 교육훈련제도가 마

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2]. 반 인 모든 업무

능력 부분에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경비원 역량을 

높이기 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와 주체자, 즉 

경비원의 육체 , 정신  능력을 감안하여 새로운 신

임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고, 민간경비원의 신임 교육

과 차별화 된 아 트 경비원(고령자) 신임 교육 로

그램을 만들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3].

최근에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증이 개설되고 민간경

비업에 한 직무교육이 신설되는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은 매우 고무 이다. 그런데 경비노동자

의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ICT능력을 겸비한 민간경비원을 배출해야하

는 어려움이 발생하 다. 그 이유는 다수 민간경비

원들이 고령자로서 ICT활용능력이 떨어지고 익숙하

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고령자들을 상으로 민간경비업 온라

인 직무교육 수행을 해 성인학습자 특성을 반 한 

“민간경비종사자 ICT직무교육”과정을 개발하 다. 

Ⅱ. 이론  배경

2.1 노인에 한 정보화 교육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이념과 더불어 시작되었으

며, 평생교육이란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터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노인교육도 평

생교육의 일환이라는 에서 볼 때 자아탐구, 자기

개발, 자기실 이라는 주체  신장을 목표로 하는 것

이며, 내외  상황 변화에 한 응 능력을 발 시키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4].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을 

사회 , 개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사회  

차원은 세  간의 격차를 임으로서 사회에서 타 세

와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유지하기 

해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능력을 길러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재

취업의 능력도 길러야 하며 사회변화의 실감을 가

지기 해서 교육은 필요하다[4, 5]. 한 핵가족화와 

가치 의 변화는 노인들에게 경제 , 사회 , 심리

으로 자립된 노년기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5, 6]. 

개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

년기가 늘어남에 따라 노년기 삶의 목표가 확립되어

야 하며,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시기로 만들

기 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4]. 노년기에도 은 시

에 가졌던 일의 수행능력, 문제해결력, 자아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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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principle Design direction

1. Easy to understand 
with easy words

Computer-related terms and concepts are easily 
defined and provided in a dictionary-like manner. 
It provides various communication methods such 
as diagrams, illustrations, videos, etc. so that 
the contents can be understood more easily.

2. Reflect the learning 
ability of the elderly 
generation

It makes it possible for us to evaluate and judge 
our own understanding and acquisition through 
the form of the question, not just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cepts.
A design should be provided that allows the user 
to control the type and manner of learning so 
that the user can repeat the deficiencies.

3. Elderly users should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media

It provides manuals and manuals in the form of 
printed materials that users are familiar with.
Provide users with experience in the training 
program to check.

4. Provides step-by- 
step learning of 
computer terminology 
and concepts

Computer, internet, application use, etc., in the 
form of step-by-step learning method in the 
following format.
Step-by-step learning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user's level of understanding. 

표 2. 노인 사용자의 컴퓨터 용어, 기술, 개념의 
이해에 한 개선 원칙과 설계방향

Table 2. Principle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understanding elderly users' computer terminology, 

skills and concepts

필요하며 이는 교육으로 유지가능하며, 노년기의 지속

인 학습은 은 시 의 능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산 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4, 7].

2.2 노인의 컴퓨터에 한 태도변인에 한 선행

연구

노인의 컴퓨터에 한 태도변인으로 연령, 사용시

간, 사용경험, 지지자원, 심도 등으로 나타났다. 연

령은 노인들의 컴퓨터에 한 심에 큰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8, 9], 컴퓨터 사용시

간과 교육기간이 길수록 컴퓨터에 한 정 인 태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험의 수  한 컴퓨터 태도에 강력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로그래 이나 컴퓨터에 한 교

육을 받은 경험은 컴퓨터에 한 정  태도에 커다

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단계별에 따라 컴퓨터에 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

났는데, 기에는 컴퓨터에 한 막연한 호기심과 활

용성에 한 높은 심과 기 를 갖고 시작하다가 

단계에  자신감이 증 되고 불안감도 낮게 나타났

다. 따라서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노인들의 컴

퓨터에 한 태도를 극 으로 반 하는 커리큘럼을 

용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미혼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컴퓨터에 한 정 인 

태도에 향을 미치며 노인들의 컴퓨터사용에 요한 

지지자원이 될 수도 있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

인일 경우 상 으로 연령이 낮을 수 있다는 을 

감안한다면 앞서 지 한 연령변수와의 계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성인학습자 특징을 반 한 경비 
직무교육 학습시스템 구

3.1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학습설계

장년 이상의 성인은 풍부한 인생경험과 특정 분야

에 한 문성으로 인해 은 층의 학습자들에 비해 

자기 심 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분야에 한 시도는 

소극 이다[12]. 

Kinds Contents Reflect design

Psych
ologic
al 
chara
cterist
ics

‧A lot of experience Self- 
centered thinking
‧Passive in new fields
‧Embarrassed by the change 
in work environment
‧Inducing learning 
disability

‧Apply interactive computer learning 
system
‧Simulation technique for step-by- 
step practice

Social 
chara
cterist
ics

‧Selective tasks according 
to stages of development
‧Need training to succeed
‧Self-directed learner 
personality

‧Havignurst(1972)of Application of 
Development Task Theory

Physi
cal 
chara
cterist
ics

‧Vision and hearing loss 
due to aging
‧Narrowed vision
‧Increased after image 
effect
‧Slow reaction rate
‧Memory decay

‧Short description of the menu
‧Excessive graphics, color  customization
‧Concise presentation of learning 
content
‧Speak loudly when recording audio
‧Main point Contents Subtitle 
processing
‧Consistent structure of screen

표 1. 성인학습자의 심리  특성, 사회  특성,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반  내용

Table 1. The design reflects the psychological, 
soci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dult learners

ICT교육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ICT교육을 수행하

기 해 필요한 용어, 기술, 개념이해에 하여 성인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개선원칙과 설계방향은 표 2와 

같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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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자의 자기 심  태도와 새로운 분야에 

한 소극  태도는 종종 학습 장애를 유발한다. 어느 

정도 숙달된 성인학습자인 경우에도 새로운 메시지 

출 이나 작업환경의 변화에는 쉽게 당황하여 다음 

과정으로 진행을 어려워하곤 한다. 성인학습자의 심리

 특성, 사회  특성, 신체  특성과 이를 고려한 설

계 반  내용은 표 1과 같다[5].

3.2 구  코스웨어의 학습내용

‘경비직무 ICT교육’ 학습내용은 순천시 지역에서 

아 트  사업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상으로 직무연수에서 필요한 컴퓨터  ICT 기  활

용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은 구 상의 컴

퓨터 기  활용의 내용으로 그 목차만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of Service division Learning 

topics Learning contents

1
L e a r n 
to 
manipul
ate 
comput
er 
hardware

Computer H / 
W First Meeting

PC power, monitor power, turning 
on / off various IT devices, etc.

1
Learn PC 
terminology

I / O devices, storage devices, 
icons, web browsers, etc.

2

Mouse 
operation

Scrolling, Selecting, Clicking, 
Double-clicking, Right-Clicking, 
Exercising the Mouse in the Wheel 
Control Panel

2
Keyboard 
operation

Korean / English key, Enter key, 
Space key, Combination key, 
Function key

3-5
Learn 
comput
er 
softwar
e

OS operation Explorer, Create Folder, Copy File, 
Paste, Find File

3-5
typing 
exercise

Hancom Typing, Naver Typing 
practice

6-8
Internet 
access

Portal access, basic search, 
inputting the Internet address bar 

6-8
Presenting 
the task

Addressing the Challenges 
Presented

9-10
Job 
training 
watching

Watch video 
lecture

Watch a video on job training

표 3. 구  코스웨어의 학습내용

Table 3. Contents of implementation courseware

3.3 학습 시스템 구

성인학습자를 한 경비직무교육 학습시스템은 인

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주 사용자인 노인

들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계층  구조인 하  메

뉴를 이용하지 않고 각 메뉴가 직  에 들어오도록 

직 으로 설계하 다. 

그림 1은 교육시작을 한 안내페이지로 매우 심

하고 직 으로 구성하 다. 교육기간 동안 컴퓨터를 

실행하면 기본 으로 화면이 나오도록 구성하 다.

그림 1. 교육시작페이지와 교육수료안내페이지

Fig. 1 Training start page & education completion 

guide page

그림 2는 마우스 조작 연습화면으로 “클릭”, “더블

클릭”, “팝업”, “선택”, “드래그” 등 다양한 마우스 조

작을 게임처럼 단계별로 구성한 훈련 연습장이다. 이

와 같이 모든 단계의 학습은 직 으로 하나의 조작 

연습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 조

작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구성하여 완 하

게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림 2. 마우스 조작 연습화면

Fig. 2 Mouse operation exercise screen 

그림 3. 진단평가 화면

Fig. 3 Diagnostic evaluation screen

그림 3은 진단평가 화면으로 학습한 내용을 검토하

는 화면이다. 진단평가 화면은 이 의 단순 조작 작업

을 2~3가지로 조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진단한다. 

만약 진단과정에서 틀리게 되면 해당 메뉴로 돌아가

서 반복 학습을 끝낸 후 진단평가 화면으로 이동하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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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Variables N %

Sex man 90 100

Age
50-60 years old 32 35.6

61-70 years old 58 64.4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75 83.3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 11 12.2

College graduate 4 4.4

Own computer

none 61 67.8

Own 3 3.3

Family ownership 26 28.9

Computer training
Yes 13 14.4

No 77 85.6

Hope for further 
education

Yes 86 95.6

No 4 4.4

표 4. 교육 상자 일반  특성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마지막으로 모든 코스웨어가 끝나면 그림 5의 경비

직무교육으로 이동하게 된다. 직무교육 화면에서 실제 

직무코스를 학습한다. 

그림 4. 직무교육 화면

Fig. 4 Job training screen

Ⅳ. 교육 로그램 용  용결과

4.1 용

본 연구는 개발한 민간경비종사자 ICT직무교육 

로그램의 용 상을 순천시 소재 50~60 의 아 트 

경비원 90명을 상으로 선정하 다. 총 90명 경비원 

에서 13명은 ICT교육을 받은 이 있다. 

 (N=90)

본 연구의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강사가 교

육을 실시하 고 보조강사가 2명씩 참여하 다. 교육

내용은 주로 PC사용 숙달에 을 두고 PC용어와 

기  조작법 주의 수업 진행과 직무교육을 2주간으

로 매일 13시~16시까지 3시간씩 총30시간 실시하 다. 

교육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4와 같다. 

4.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경비원들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기 해서 사 ‧사후의 검사도구

[15, 16]를 활용하 고, 경비원들의 ICT 역량변화를 

측정하기 해서 유상미와 김미량(2006)이 개발한 검

사도구를 선택하여 활용하 다[14]. 

교육 로그램 만족도 질문의 구성은 효과성 역에  

3문항, 학습자편의 역에 1문항, 디자인 역에 3문

항, 시스템 안정성에 한 질문 2문항으로 총 10문항

이고, 5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지의 내용은 디지

털교과서  이러닝 품질 리 평가 련연구[15, 16]

를 참조하 으며 표 5와 같다.

Main 
Category

Small Category Item composition

Effectiveness
Cognitive(Q1)

Learning on this  system has helped 
me improve my skills.

Learning 
method(Q2)

It was more effective than the 
existing  method.

Justice(Q3)
       (Q4) 

As a result of learning with this 
system,  I became confident.

Learner 
convenience

Accessibility(Q5)
Learning with this system has created 
a  sense of accomplishment.

Design
Aesthetics(Q6)

This system is easy to use and 
simple.

Readability(Q7) System design is excellent.

Screen 
configuration(Q8)

Readability of learning contents is 
good.

System
stability

Learning 
Section(Q9)

The screen composition of the 
authoring  tool is appropriate.

The diagnosis 
unit(Q10)

And provided a stable learning  
environment.

표 5. 교육 로그램 만족도 질문구성

Table 5. Educational program satisfaction question 

configuration

교육 로그램의 정보화 능력에 한 정성  평가를 

하여 유상미와 김미량[14]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인

터넷 스트 스 해소, 자기효능감, 인터넷 이용능력 향

상, ICT 사용의도 등을 고려한 34개의 요인으로 구성

된 설문지로 평가를 실시하 으며 표 6과 같다. 유상

미와 김미량은 기술수용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를 참조

하여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노인 정보화 교육 로그

램의 교육성과 측정항목으로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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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area Item composition Amount

Self-efficacy Learning will, problem solving, understanding of 
new things 3

Internet 
literacy

Internet help, internet problem solving, new site 
visit, ICT terminology,  information search, 
problem finding, e-mail, information output, 
music  search, game utilization, information 
search

11

Internet 
stress

Utilization of inexperienced frustration, utilization 
difficulty, stress  of people around 3

ICT 
u t i l i za t i on 
awareness

Internet banking, administrative services, 
Internet shopping mall,  internet leisure 4

Willingness 
to inform

Internet Banking, Internet Shopping Mall, 
Administrative Service,  Internet Search, Internet 5

Life 
correction

Solving internet usage problem, sharing 
information with friends, buying  information 
device

3

Eliminat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Understanding Family ICT Distrust, ICT 
Communication Failure, TV  Advertising 3

Confidence ICT active utilization, fast adaptability 2

표 6. 노인정보화 교육 로그램 정성  평가항목

Table 6. Qualitative evaluation items of elderly 

informatization education program

4.3 용 결과

가. 교육 로그램 만족도에 한 기술 통계량 산출

표 6과 같이 선택한 검사도구로 연구에 참여한 경

비인력들의 ICT직무교육 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10 문항의 질문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알 수 있

는 기술 통계량 산출은 표 7과 같다. 

Main Category Small Category M SD

Effectiveness

Cognitive 4.60 .557

Learning method 4.83 .375

Positive(confident) 4.72 .450

Positive(sense of 
accomplishment)

4.87 .342

Learner convenience accessibility 4.88 .329

design

Aesthetic 3.79 1.086

Readability 4.86 .354

Screen Layout 4.80 .479

System stability
Learning department 4.60 .700

Diagnosis department 4.58 .687

표 7. 만족도에 한 기술 통계량 산출

Table 7. Calculating descriptive statistics on 

satisfaction

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효과성, 

학습자 편의, 디자인, 시스템 안정성을 묻는 만족도 

평균은 모두 4.0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악돼 체 인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디자인 역

의 심미성을 묻는 부분에서는 3 로 낮게 나와서 

단순한 디자인이 가독성은 높이지만 디자인의 미 부

분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 조사 외에 노인 정보화교육 로그램의 정

성  평가를 해서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 으며 

응표본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Component
Pre-test (N=90) Post-test(N=90)

t p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Internet  self-efficacy 2.23 .704 4.34 .796 -19.396 .000
Improving internet 
utilization 2.31 .681 4.02 .687 -15.754 .000

Perceived use for 
internet use 2.01 .462 4.39 .698 -27.213 .000

Willingness to 
personalize 2.10 .302 4.42 .734 -26.050 .000

Life correction 2.04 .539 4.14 .829 -20.495 .000
Eliminat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2.56 .638 3.30 .771 -6.831 .000

Confidence 2.08 .502 4.43 .688 -27.535 .000

Internet stress 4.61 .760 2.04 .634 20.961 .000

표 8. 사 ‧사후 검사결과의 노인 정보화 

교육 로그램 정성  평가

Table 8. Pre-and Post-test Result of qualitative 

evalu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표 8에서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로그램에 참

여한 경비원들의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2.11, 인터넷 

활용능력 향상이 1.71,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가 2.38, 

개인정보화 의지가 2.32, 생활교정이 2.1, 세 간 갈등

해소가 0.74, 자신감이 2.35 증가했고, 인터넷 스트

스는 2.57 감소하 다. 모든 검사의 유의 확률은 .05보

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교육 로그램이 경비

원들의 따라서 해당 교육 로그램은 참여교육생들의 

정보화 능력에 정 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세  간 갈등해소의 개선율이 낮은 이유는 노

인들로 자녀와 사는 비율이 낮고 IT요소가 갈등요소

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보여 다. 

 

나. 교육 후, 면담 결과

교육을 완료 한 후 강사, 보조강사  교육 상자

를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으며 일반 인 ICT교육

에서는 사소하다고 단되어 교육에 포함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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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도출되었다. 노인학습자 특징인 인지력이 낮

아지는 문제 으로 인해 수업자료에서 화살표 아이콘, 

엔터키 등이 잘 표시되지 않은 경우 경비원들은 수업

진도를 나가기 어려웠다고 설명하 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 보다 명확하고 세세하게 표 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마우

스를 손으로 쥐는 방법과 클릭하는 방법 등도 교육과

정에서 문제로 도출되었으며 향후 교육 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마우스 사용법에 한 자세한 설명과 이미

지가 필요하다.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노인 학습자 문제로 인해서 

키보드의 문과 한 , 문의 소문자 등을 혼동하

는 경우가 빈번하 다. 를 들어 한 자 의 ‘ㅐ’와 

어자 의 ‘H’등을 혼동하 으며, 홈페이지 사이트 

명을 소문자로 표기할 경우에 키보드 자 은 문자

로 되어있어 교육생들이 자를 입력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 다. 이러한 경우를 해서 사이트 명을 문

자로도 표기해야 하는 부분도 개선하 다.  한, 교

육과정에 필요한 로그인 설정과정에서 비 번호를 기

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교육의 편의

를 해서는 비 번호를 통일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

분도 발생하 다. 그러나 직무연수 교육에 필요한 도

구 활용과 사이트 실행을 많은 시간 반복해서 학습을 

하 을 때 경비원들의 오류율이 감소하고 수행시간이 

짧아지는 효과를 나타났다. 특히 처음 교육을 시작했

을 때 심도가 낮았던 교육생들의 심도가 높아지

고 실제 가정에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도 본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통해서 학습동기가 발 된 것

으로 단된다. 

Ⅴ. 결론  향후개선 방향

본 연구는 민간경비종사자를 상으로 실시되고 있

는 ICT직무교육을 한 맞춤형 코스웨어를 설계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하 으며, 이를 실제 아 트 민간경

비종사자를 상으로 용하고 로그램 만족도와 교

육 로그램의 정성  평가를 실시하 다. 

직무교육 개발과정에서 아 트 민간경비종사자의 

다수가 노인인 을 고려하여 노인의 컴퓨터에 

한 태도변인, 노인의 신체  인지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교육을 한 ICT직무 코스웨어를 설계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강사 외에 보조

강사를 4명 이상 투입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교수방법을 용하 으며 개발한 교육 로그램을 실

험집단에 투입하여 사 ·사후 검사결과를 통해 만족

도와 교육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교육 로그

램의 만족도는 체 으로 평균 4.0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 으며, 교육 상자와 면담결과 다른 교

육과 달리 많은 강사가 투입되어 교육  효과가 높았

음을 이야기하 다.  노인정보화 교육 로그램 정성  

평가 검사 도구를 활용해 교육 로그램 투입 ·후로 

실험집단의 인터넷 자기효능감, 인터넷 활용능력 향

상,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개인정보화 의지, 생활교

정, 세 간 갈등해소, 자신감, 인터넷 스트 스 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

해 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경비 ICT직무 교육” 교

육 로그램이 노인정보화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교육과 달리 노인의 심리 ,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교육을 도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 상의 개체수가 고, 지

방 소도시에 한정되었다는 에서 노인 학습 연구의 

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이다.  

본 연구는 실제 장의 교육 계자들이 노인을 

한 ICT교육을 구성·개발될 때 제 개발, 수업 구성 

등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일반 노인 학습자를 상

으로 한 성공  용사례로서 실질 인 노인교육에 

용  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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